
Ⅱ. 보험산업 환경변화

본 장에서는 OECD 주요국의 보험산업 환경변화를 살펴본다. 인구구조, 경제·금융

환경,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 추이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경제, 인구 규모가 

유사하거나 크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8개 국가(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

다, 스페인, 이탈리아)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5개 

OECD 국가들 가운데 자료의 가용성이 제한적인 두 나라를 제외한 23개 국가들, 그리

고 23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와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8개 국가

의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로 변수들을 구분한 이유는 이들 변수들이 생명·손해보험 보험수요에 영향

을 주는 변수들이기 때문이다(Feyen et al. 2011). Feyen et al.(2011)은 이 외에도 사

회, 문화 변수로 학력과 이슬람 인구 수 등이 보험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보험산업 환경변화 변수들은 인구구조, 경제·금융, 제도 등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구조 변수들로는 기대여명(Life Expectancy),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 사망률, 노인부양비율 등의 추세를 살펴보고 경

제·금융변수들로는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장·단기 금리, 물가상승률, 금융발

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살펴본다. 제도적 측

면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의료비 지출, 사회복지기여율, 소득불평등 등을 살펴본

다. 변수 간의 관계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각 변수들의 변화를 9개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그리고 환경변수들과 수입보험료의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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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대상 국가와 구조변화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

다. <그림 Ⅱ-1>의 횡축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종축은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3개 국가들의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과 실질 GDP 성장률의 산포도이다. 2000년 평균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

은 14.5%와 4.6%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15.5%와 3.8%, 2017년에는 18.6%와 

2.7%를 기록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하

락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1> OECD 17개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 

23개 국가들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인구 규모가 유사하거나 

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큰 국가들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를 주요 분석대상 국가들로 선정하였다. <그림 Ⅱ-2>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9%, 로그 전환한 명목 국내총생산이 

14.53으로 종축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호주(AUS), 네덜란드(NLD) 등은 고령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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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경제규모가 적은 반면 캐나다(CAN), 스페인(ESP), 이탈리아

(ITA) 등 우리나라보다 우·상방에 위치한 국가들은 경제규모도 크고 65세 인구 비중도 

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

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나라 보험산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그림 Ⅱ-2> OECD 17개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규모 

2.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와 8개 분석대상 국가들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 사망률,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64세 이상 인구 비중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대여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73세 수준으

로 미국의 75.9세, 평균 77.0세보다 낮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기대여명은 

81.2세로 독일의 80.7세, 영국 81.0세, 미국 78.8세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일본, 스페

인,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빠르다. 사망률도 분석대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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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5.0~5.3으로 가장 낮다.5)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상승하고 있지만 분

석대상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은 2010~2015년 평균 73.3%로 9개국 평균 6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빠른 기대여명 상승, 낮은 사망률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림 Ⅱ-3> 분석대상 국가들의 기대여명(상)과 사망률(하)

<그림 Ⅱ-4> 분석대상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상)과 생산가능인구 비중(하)

5) 여기서 사망률은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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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대여명, 사망률과 인구구조

분석대상 국가들의 기대여명, 사망률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간의 관계를 보면 기대

여명이 상승하고 10,000명당 사망자 수가 많아질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Ⅱ-5>의 좌측 그림은 기대여명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간의 산포

도를, 우측 그림은 인구 10,000명당 사망자 수 비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기대여명이 어느 수준까지 늘어나도 생산가능인구 비

중은 상승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관계를 볼 수 있

다. 반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기대여명에 대

해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캐나다,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세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률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간의 관계는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사망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률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 때

문이다. 2000년대 평균 사망률은 1990년대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사망률은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늘었다가 줄어

드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

가능인구 비중도 그와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사망률이 

상승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별로 관측되는 현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분석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사망률이 높아질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

측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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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기대여명(좌), 사망률(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다음으로는 기대여명, 사망률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관계를 살펴본다. 기대여명

이 상승할수록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모든 국가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Ⅱ-6> 좌측 그림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개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65세 이

상 인구 비중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률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 간에 선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사망률이 상승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유사한 

증가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렵

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률이 하락한 후 2010년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사망률이 하락해도 상승하고 다시 사망률이 상승해도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망률과 65세 인구 비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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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기대여명(좌), 사망률(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 

나. 부양비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대여명 상승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상승과 생산가능인

구 비중 하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상승과 생산가능인

구 비중 하락은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 수/생산가능인구 수)을 상승시킨다. 우

리나라 노인부양비율은 1990년대 10.1%, 2000년대 12.0%,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16.1%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23개국 평균인 22.1%, 22.6%, 25.7%에 비하

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부터 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이하 

인구 비중은 30.5%, 26.0%, 20.4%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23개국 평균 수준인 

28.1%, 26.2%, 25.0%와 비교하면 1990년대를 제외한 기간에서 인구 비중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15세 이하 인구

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여명이 80세 이상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이하 

인구 비중은 20% 이하로 줄어들어 8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도 이 비율은 빠르게 줄었으나 기대여명이 82세 수준부터는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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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경우도 이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

다. 반면 미국, 독일, 우리나라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Ⅱ-7> 기대여명과 노인부양비율(좌), 15세 이하 부양비율(우)

3. 제도적 측면의 변화

여기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제도의 변화를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사회보장 기여율(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 정부와 개

인의 의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가 발표하는 각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가 지출하는 연금, 의료비 관

련 지출이 대부분이다. 1990년대 OECD 23개국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율은 19.9%, 2000년대 20.4%, 2010~2015년 평균 22.9%를 기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4.1%, 6.1%, 9.1%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수준은 

5.9%로 같은 기간 23개국 평균 20.8%에 비하면 약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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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질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상

승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수록 연금, 의료비 지출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분

석대상 8개 국가의 노인부양비율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공공사

회복지지출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림 Ⅱ-8>의 좌측 그림은 노인부양비율과 공

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대상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높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 부양비율 상승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이 지속

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부양비율 상승으로 인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부양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율도 대

체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출은 증가하지만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재

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여율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사회보장 기여율은 상승하고 있다(<그림 Ⅱ-8> 우측 

그림 참조).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독

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캐나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기여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8> 노인부양비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좌), 사회보장 기여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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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9>의 좌측 그림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정부부채 비율의 관계를 제시하

고 있다. 이탈리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을 제외한 7개 국가의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로 인해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 국민들의 사회보장 기여

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율의 상승은 국가부채 비율을 다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9>의 우측 그림은 사회보장 기여율과 국가부채 

비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사회보장 기여율이 10%보다 작

은 구간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지만 사회보장 기여율이 10%를 초과하는 구간

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역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9>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가부채(좌), 사회보장 기여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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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비 지출

고령인구 비중의 확대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Health Expenditure to GDP) 

확대로 이어진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계는 미국

을 제외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관계를 보

인다. <그림 Ⅱ-10>을 보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 내외 수준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13%를 넘어서면서는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미

국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의 17%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 일본, 프랑

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미국, 캐나다 

보다는 낮지만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 경우 의료비 지출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0>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의료비 지출을 정부와 개인의 직접 부담으로 구분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이 직

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Household out of pocket health expenditure to GDP)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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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수준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의 최근 수준보다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개인의 직접 

부담 의료비 지출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그림 Ⅱ-11> 좌측 그림 참조).

반면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중(Gov’t Health Expenditure to GDP)은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1> 우측 그림 참조). 우리나라

의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4% 내외이지만 미국은 8%, 캐나다 

6% 내외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날수

록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된 부담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11>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개인의 직접 부담(좌), 정부의 의료비 지출 비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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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금융의 변화

가. 경제성장률과 물가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15세 미만 인구 비중 하락, 생산가능인구 비

중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금융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먼저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할수록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2>의 좌측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속도는 나머지 8개국에 비해 빠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개

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분석 기간에는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관측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비교대상 8개국의 경우 199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를 넘는 수

준이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1987년 블랙먼데이, 1990년 버블 붕

괴,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어 경

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구조적으로 머무르고 있을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도 3% 미만

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과 유사하게 물가상승률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그림 Ⅱ-12>의 우측 그림 참조). 고령인구 비중 확대로 수요가 위

축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여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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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좌), 물가상승률(우)

나. 자금수요와 금리

경제활력의 저하는 자금시장에서도 관측된다. 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GDP 대

비 예금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내신용(대출) 비율과 신용(대출), 증권발행, 상거래신용, 

미수금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포괄적인 자금수요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을 검토하였

다. <그림 Ⅱ-13>의 좌측 그림은 대출 중심의 국내신용, 우측 그림은 증권 등을 통한 

포괄적 자금수요와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신용(Log of Loan Market Size)과 포괄적 자금수요(Log of 

Loan and Credit Market Size)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를 넘어서면서 국내신용과 포괄적 자금수요 규모가 모두 감소하

는 모습을 보인다. 서구 국가들과는 다르게 감소 폭이 크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자금수요 규모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

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주요국의 금리, 경제성장률, 

금융시스템의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인구 비중 확대가 자금수요 감소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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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국내신용(좌), 포괄적 자금수요(우)

국내신용(예금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국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을 국가별로 구분해

서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를 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는 앞에서 보여준 그림과 유사함을 알 수 있지만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신용이 줄어드는 것이 관측된다

(<그림 Ⅱ-14> 좌측 그림 참조). 특히 독일과 영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 내외

를 넘어서면서 국내신용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유사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수준에서 국내신용 규모가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증가폭이 완만

하고 캐나다의 경우는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금융관행 등 환경의 

차이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국내 

신용규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포도는 인구 고령화가 금융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이 낮아지면서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4>의 우측 그림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장기금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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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국내신용(좌), 장기금리(우)

다. 수입 및 원수보험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Log of Life Insurance Premium)

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Log of Non Life Insurance Premium)는 감소하는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 가까워지면서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달러화로 표시된 OECD 수입보험료에 자국 통화가치가 반영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월등

히 큰 미국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 내외 수준에서 수입보험료 규모가 일

정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 독일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인구 비중과 

수입보험료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36 연구보고서 2018-28

<그림 Ⅱ-15>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좌), 손해보험(우) 보험료

손해보험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에서도 보험료 규모가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특정 수준을 넘어선 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넘어서면

서 손해보험 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5. 보험산업 규모와 수익성

지금까지는 보험산업 환경변화를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보험료 규모(Log of Life/Non Life Insurance Premium)와 보험산업 수익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와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간의 관계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등 9개 국가의 자료를 이

용하여 <그림 Ⅱ-16>에 제시하고 있다.6) 좌측 그림은 생명보험, 우측 그림은 손해보험

6) OECD의 수입보험료 자료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자국 통화로 표시된 보험료 규모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그
리고 국가별, 연도별로 자본이익률 자료가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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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Ⅱ-16>은 보험료 규모와 수익성의 선형 추세선(Fitted Line)과 추세선의 

95% 신뢰구간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보험료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은 추세선 아래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

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손해보험은 추세선 위에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경우 미국은 제외하였는데, 미국 손해보험의 

규모가 우리나라 등 8개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규모 증가에 대한 수익성 하락폭이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주요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폭이 생명보험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16> 보험료 규모와 수익성: 생명보험(좌), 손해보험(우) 보험료

OECD 보험료 자료는 미국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보험료 규모에 자국 통화가치가 

반영되어 있어, 보험료 규모와 수익성 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

다. 다음의 <그림 Ⅱ-17>은 GDP 대비 보험료 규모인 침투도(Life/Non Life Penetration 

Ratio)에 대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산포도와 다항 추세선(Quadratic Fitted Line),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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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세선의 95% 신뢰구간(95% CI)을 보여주고 있다. 다항 추세선을 가정한 이유는 선

형 추세선에 비해 유연하게 보험료 규모와 수익성 간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Ⅱ-17>의 좌측 그림인 생명보험의 경우 침투도가 상승할수록 수익성은 하락

하지만 침투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다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추세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오른쪽의 손해보험

의 경우 침투도가 상승할수록 수익성은 상승하다가 특정 침투도 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수익성은 하락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17> 보험침투도와 자기자본이익률: 생명보험(좌), 손해보험(우)

다음으로는 수익성과 보험료 증가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

요국의 생명,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수입 및 원수 보험료 증가율의 관계를 <그림 Ⅱ

-18>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유는 2013년 회계연도 개편으로 2013

년 전후 수입 및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변동하여 수익성과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Ⅱ-18>의 좌측 그림이 생명보험, 우측 그림이 손해보

험이다.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상승할수록 생명보험 자기자본이익률은 상승하다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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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증가율이 상승할수록 자기자본

이익률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탈리아와 스

페인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이익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Eling et al.(2017)이 제시한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Eling et al.(2017)

은 보험료 규모가 적정하게(Moderate) 성장하는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상승하지만 규모

가 상당히 빠르게(Excessive) 증가하는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하락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그림 Ⅱ-18> 수입 보험료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 생명보험(좌), 손해보험(우) 

6. 요약

지금까지는 기대수명, 65세 이상 인구 비중 등 인구 고령화와 사회, 경제, 금융 변수

들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종합

적으로 보기 위해 9개 국가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네 개의 산포도 행렬을 통해 살

펴본다(<그림 Ⅱ-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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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람들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상승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POP65PR) 

상승과 생산가능인구 비중(Percentage of Age 15 to 64)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부양비율(Old Dependency Ratio) 상승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노인부양비율의 상승은 국가별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to GDP) 비율 상승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19> 좌측 그림 참조).

<그림 Ⅱ-19> 기대여명과 인구구조(좌),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변수(우)의 관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Current Expenditure on Heath, 

Gov’t)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고 가계가 직접 부담(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Out of Pocket)하는 의료비 비중 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준조세인 사회복지기여율 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19> 우측 그림 참조).

인구 고령화와 경제, 금융, 보험산업과의 관계는 <그림 Ⅱ-20>의 두 산포도 행렬에

서 볼 수 있다. 먼저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실질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Rate), 

물가상승률(INFYOY), 장기금리(Long Term Interest Rate, %)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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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발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와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20>의 좌측 그림 참조). 

한편 국내 신용(Private Credit to GDP), 생명보험 수입보험료(Log of Life Insurance 

Premium),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Log Non Life Insurance Premium)는 65세 인

구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세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20>의 우측 그림 

참조).

<그림 Ⅱ-20>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좌), 손해보험(우) 보험료

이상에서 살펴본 산포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기대수명(여

명)의 상승과 낮은 출생률(낮아지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

중 상승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사회복지와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고 경제와 금융환경

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정부부채 비중 상승과 사회보장 기여율의 

확대라는 복지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령인구 비중 상승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

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금융수요의 감소는 장기금리 하락, 대출과 보험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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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출규모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가 둔화되고 있다.

보험료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의 수익성 간의 관계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역U자형 관계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에는 보험료 증가율이 특정 수준 전후로 하락(혹은 상승)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특정 수준의 증가율 수준보다 증가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한 그림이 아래의 <그림 Ⅱ-21>이다. 

<그림 Ⅱ-21> 자료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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